
심화 AFC A/B급 비고

학습기간 : 결제 후 12월 31일

결제방법 :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

교육내용 심리학, 피지컬 취소기간 : 결제 후 3일까지 (교육 시작후 환불 불가)

교육비 50,000원(공통) 유선 취소 (☎031-940-3772)

[지도자 경력 확인서류 업로드 안내]

         가. 협회 등록 지도자 제출서류

               - 대한축구협회 등록팀(Join KFA)에서 발급한 "지도자경력 증명서" 첨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문의 :  대한축구협회 등록팀 : 02-2002-0720

         나. 협회 미등록 지도자 제출서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4년 이상 협회에 등록된 소속팀에서 활동(코치로 계약)한 경우에 한하여

                      등록팀 지도 경력 2년으로 인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 제출 서류 : 근무처의 재직증명서

         다. 해외 지도자경력 : 해당 국가 축구협회에서 발행한 경력증명서 제출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영문 서류 외 번역공증본 제출 필수) 

         라. 제출서류 업로드 위치

                KFA 아카데미-마이페이지- 하단의 마이파일(My File)에서 파일등록.

A급 신청조건

-  사전온라인교육(심화) 과정 수료자 중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

     가. AFC B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월로부터 전문등록팀 지도 경력 2년 이상 인 자

     나. AFC B급 지도자 과정에서 강사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증 취득월로부터

         1년 이상 경과자.

   - 신청일 현재 중징계 사실이 없을 것

B급 신청조건

   -  사전온라인교육(심화) 과정 수료자 중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

     가. AFC C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인 자

     나. AFC C급 자격증 취득월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자

         a. 강사추천(성적우수자)

         b. 프로 100경기 이상 또는 국가대표(A매치) 20회 이상인자.

   - 신청일 현재 중징계 사실이 없을 것

A급 : 1,637,000원

B급 : 1,107,000원

신청방법
"강습회 신청>지도자자격교육>A급/B급>검색"

신청페이지 내 하단 [신청]버튼 클릭.
"수강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" 미니 창의 문구를 확인하여야 신청완료.

Step3 강습회 종료 후 2주일 소요/ 개별 결과 발표결과 발표

심화 AFC A/B급

A급/ B급 동일

 2019년 01월 21일(월) 14:00 ~ 02월 10일(일) 23:00 까지

 (21일간)

수강생 확정 발표

2019년 02월 28일(예정)

현장교육 시작 2주전 취소자는 향후 2년 동안 신청 금지

[교육 취소 방법 및 유의사항]

취소 메뉴:"마이페이지>나의강의실>신청과정" 에서 해당 교육 개별 취소

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및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

신청완료 후 "마이페이지" 증명사진 파일 등록

구분

Step1
사전온라인

(심화)과정

신청기간 1월 8일 부터 ~11월 30일까지

Step2 현장교육

신청기간

신청조건

교육비



기본 비고

학습기간 : 결제 후 12월 31일

결제방법 :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

교육내용 심리학, 피지컬 취소기간 : 결제 후 3일까지 (교육 시작후 환불 불가)

교육비 50,000원(공통) 유선 취소 (☎031-940-3772)

상반기 C급 : 2019년 1월 23일(수) 오후 2시부터 각 차수별로 상이 [교육비 결제방법]

상반기 GK, 풋살 : 2019년 2월 말에 신청일정 공지 강습회 수강 확정자에 한하여, 강습회 2~3주전 결제 요청 (신용카드,체크카드,가상계좌)

급수별 신청 자격사항은 지도자교육안내 메뉴 참고 [교육 취소 방법 및 유의사항]

사전 온라인교육(기본) 수료자 限 (진도 100%) 취소 메뉴:"마이페이지>나의강의실>신청과정" 에서 해당 교육 개별 취소

C급 : 895,000원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및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

GK1 : 604,000원 신청완료 후 "마이페이지" 증명사진 파일 등록

GK2 : 737,000원

FUTSAL1 : 604,000원

FUTSAL2 : 737,000원

온라인 선착순 신청 "강습회 신청>지도자자격교육> (차수별 선착순 24명) "수강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" 미니 창의 문구를 확인하여야 신청완료.

선착순 마감 시 1개 차수에 한해 대기자 신청 가능

Step3 강습회 종료 후 2주 이내 발표.

기본 비고

학습기간 : 결제 후 12월 31일

결제방법 :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

교육내용
지도자의 역할과 자세, 연령병 특성과 훈련과제, 연령별 훈련방법, 동호인 축구의 개념, 동

호인 축구의 운영방법, 운동과 영양에 대한 이해
취소기간 : 결제 후 3일까지 (교육 시작후 환불 불가)

교육비
30,000원

사전온라인교육(기본)과정 수료자에 한해 2019년에 한해 무료로 수강가능
유선 취소 (☎031-940-3772)

[교육비 결제방법]

강습회 수강 확정자에 한하여, 강습회 2~3주전 결제 요청 (신용카드,체크카드,가상계좌)

[교육 취소 방법 및 유의사항]

취소 메뉴:"마이페이지>나의강의실>신청과정" 에서 해당 교육 개별 취소

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및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

급수별 신청 자격사항은 지도자교육안내 메뉴 참고 신청완료 후 "마이페이지" 증명사진 파일 등록

사전 온라인교육(기본) 수료자 限 (진도 100% & 평가 60점이상)

교육비 D급 : 253,000원

"강습회 신청>지도자자격교육>D급 (차수별 선착순 30명) "수강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" 미니 창의 문구를 확인하여야 신청완료.

선착순 마감 시 1개 차수에 한해 대기자 신청 가능

Step3 강습회 종료 후 2주 이내 발표.

D급 : 2019년 2월 20일 부터

합격자 발표

KFA D급

Step1
사전온라인

(D급)과정

신청기간 1월 14일 부터 ~11월 30일까지

Step2 현장교육

신청기간

신청조건

신청방법

구분

합격자 발표

기본 AFC C급/ GK LV1급, 2급 / 풋살 LV1급 2급

교육비

1월 8일 부터 ~11월 30일까지

Step2 현장교육

신청기간

신청조건

신청방법

구분

Step1
사전온라인

(기본)과정

신청기간


